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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현재 전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공심화과정은 산업체 경력이 있는 전공심화과정과 산업체 경력이 없는 전공심화과정으로 

구분된다. 산업체 경력이 없는 전공심화과정은 기존의 산업체 경력이 있는 전공심화과정과는 달리 현재 전문대학 재학생들이 가

장 중요한 입학대상자이다. 따라서 산업체 경력 없는 전공심화과정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은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

는 것은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재학생 특성 파악 및 의견 조사 ․분석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체 경력이 없는 전공심화과정

에 대한 재학생 사전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산업체 경력이 없는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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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개설된 

목적은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능력 양성 및 학사학위 취득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1][2]. 이러한 목적에 따라 2008년 산업체 경력이 있는 전공심

화과정이 개설되었고, 2012년에는 산업체 경력이 없는 전공심화과정

이 추가적으로 개설되었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들의 가장 큰 

당면과제인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학생 충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입장과 높아지고 있는 학사학위 취득에 대한 학생의 

요구가 합쳐져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개설․운영하고 있다. 2016학년도

에 발표된 조사 자료에 의하면 137개의 전문대학 중 95.6%인 131개의 

학교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2]. 초기 도입 시 산업체 

경력자의 계속교육의 관점에서 시작된 전공심화과정은 4년제 교육과

정과 차별화된 교육과정 즉, 현장 중심형 교육에 비중을 둔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높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2012년도부터 산업체 경력이 없는 전공심화과정이 개설되면서 전문

대학 재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산업체 재직자의 계속교육 관점에서가 아닌 새로운 

입학대상인 재학생의 연속교육관점에서의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재학생들의 특성과 의견 파악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M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사전조사 및 분석 사례를 통해 산업체 

경력이 없는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본론

1.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재학생 사전조사 및 분석

1.1 조사 대상

[1]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대학의 3년제 학과에서 운영하

는 1년제 전공심화과정의 지원율 및 등록률이 2년제 학과에서 운영하

는 2년제 전공심화과정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문대

학 3년제 학과의 경우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생 수요자가 더 많고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의 대표적 

3년제 학과인 컴퓨터공학 분야는 산업체에서 4년제 졸업자와 함께 

동일 업무에 종사하면서 학사학위 취득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지금까지는 다수의 학생들이 졸업 후 학점은행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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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해 왔다. 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전문대학 

9개 중 보건계열의 2개 대학을 제외한 7개 중 컴퓨터공학 분야 전공심

화과정을 개설한 5개 대학 모두 산업체 경력 없는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M대학 컴퓨터공학과의 전공심화

과정에 대한 재학생 사전조사를 통해 3년제 학과가 운영하고 있는 

1년제 산업체 경력 없는 전공심화과정의 운영방안 모색한다.

1.2 조사 내용 및 방법

2017학년도 2학기 M대학 컴퓨터공학과의 2학년과 3학년 총 186명

을 대상으로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재학생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해 전공심화과정의 가장 가능성 높은 입학자원인 현 전문대

학 재학생 중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성별, 성적구간,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인지도, 전공심화과정 진학 

의사, 진학에 대한 의지 정도(확실성 정도), 진학하고자 하는 사유, 

진학 후 진로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설문은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총 123명의 재학생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조사대

상자의 현황은 Table 1과 같다.

학년

전체인원 설문참여자

성별
계

성별
계

남 여 남 여 무응답

2학년 66 35 101 46 23 4 73

3학년 56 29 85 32 16 2 50

계 122 64 186 78 39 6 123

Table 1. Distribution of Students for Investigation

2. 조사 연구결과 및 분석

설문 결과, “우리대학에서 운영 중인 전공심화과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2명, “알고 있다.” 

52명, “조금 안다” 47명, “모른다” 10명, “전혀 모른다” 2명으로 

89.4%의 재학생들이 전공심화과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3학년의 경우는 96%의 재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답해 졸업예정자들이 

전공심화과정에 대해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대학에서 

운영 중인 전공심화과정에 진학할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2학년은 24.7%, 3학년은 44%, 평균 32.5%의 학생들이 

“있다”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졸업예정자일수록 전공심화과정 

진학에 대한 의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학 의사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 의지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2학년은 

2.8 수준으로 “진학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는 “보통이다”는 의견이 

도출되었고, 3학년인 경우에는 3.2 수준으로 “보통이다” 또는 “진학하

고 싶다” 는 의견이 도출되어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학에 대한 의지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을 학년, 성별, 성적구간 

등으로 구분하여,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생 유형별 특성 및 의견을 

비교․분석하였다. Fig1.은 학년별 해당 성적구간의 전체 학생 중 진학의

사자의 비율로 모든 성적구간에서 2학년보다 3학년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고, 특히 3.5이상∼4.0미만의 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전공심화과정 진학으로 진로에 관심을 나타내는 비율이 급상승함을 

알 수 있다. (2.5미만은 해당 학생 1인의 응답결과)

Fig. 1. Comparing 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 want to go 

advanced course to confer bachelor‘s degree by score section.

III. 결 론

본 연구결과 다수의 3년제 학과의 재학생들은 졸업 후 학사학위 

취득에 관심이 있으며, 특히, 성적이 중 상위권(평점3.5∼4.0/4.5만점

기준)인 학생들의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관심이 졸업학기로 갈수록 

크게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재학생의 진로 

상담 등에서 교수자들이 해당 성적구간의 학생들에게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사학위 취득 후 

취업 시 전문대학 졸업 직후 취업 시와 차별화된 직무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전공심화과정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

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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